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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etermine an efficient operation plan for a smoking cessation 

clinic in public health centers. To do so, the primary success factors in smoking cessation have been 

analyzed after classifying the smoking cessation programs of public health centers into urban and rural areas.

  Methods: A study was conducted with 262,837 smokers age 19 or older who were provided with smoking 

cessation services for more than 6 months through smoking cessation clinics at public health centers(250 

clinics nationwide) from July 16, 2006 to July 15, 2007.

  Results: Urban areas indicated that gender, age, social security, the frequency of counseling, re-enrollment 

in the program, the number of cigarettes per day and alcohol problems were all factors that influenced the 

success of smoking cessation. On the other hand, in the rural areas the total number of counseling, 

re-enrollment in the program, the number of cigarettes per day and alcohol problems were the influential 

factors. Furthermore, the urban area confirmed that the frequency of counseling, re-enrollment in the program, 

the number of cigarettes per day and alcohol problems affected traveling while the rural area was affected 

by social security, the frequency of counseling and re-enrollment. 

  Conclusions: It has been confirmed that the success rate and factors of smoking cessation clinics can vary 

depending on the region and enrollment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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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우리나라에서 연클리닉은 일부 학병원의 

가정의학과를 심으로 운 되었는데, 2004년 10

월부터 10개 보건소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2005년부터 국의 모든 보건소로 확 하여 운

하고 있다. 2007년 12월까지 총 34개월간 국

으로 709,323명의 흡연자가 연클리닉에 등록하여 

연실천에 도움을 받았다. 연성공률은 4주 

76.6%, 6개월 41.3%[1]로 국의 연클리닉 4주 

성공률 2005년 56.3%[2], 2007년 53.0%[3]와 비교할 

때 높게 나타나 효과 인 연사업으로 평가된다.  

  보건소 연클리닉에서는 흡연자의 상태에 따라 

행동요법과 약물요법을 하게 제공하여 연

실천을 지원한다. 행동요법에는 연에 한 지

식, 담배에 한 의존성, 과거 연의 성공경험, 

연에 한 성공기 , 사회  지지, 심각한 갈등

의 부재, 재 흡연을 유발할 수 있는 스트 스 상

황에 한 처 능력 등이 고려된다[4]. 행동요법

만으로 연이 어려운 경우에 니코틴 보조제와 

부 로피온(Bupropion)이 약물요법으로 사용된다. 

니코틴 보조제로는 패치(patch), 껌(gum), 사탕

(lozenge) 등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5]. 

  보건소 연클리닉의 등록 방법은 두 가지 형

태로 구분되는데, 흡연자가 보건소 연클리닉을 

직  찾아와서 등록하고 상담을 받는 경우(내소)

와 연상담사가 흡연자를 직  찾아가서 등록과 

상담을 실시하는 경우(이동)이다. 등록된 흡연자

에 해서는 최소 3회 이상의 연상담을 실시하

고 6개월 간 연실천을 지원한다. 등록자의 흡

연상태는 4주, 6주, 6개월에 흡연상태를 반드시 

확인 한다. 4주  6주의 경우는 연상담 과정

에서 일산화탄소 측정  흡연 유무에 한 질문

을 함께 활용하고 6개월의 경우는 추후 리 과정

으로 부분 화를 이용하여 흡연상태를 확인 

한다. 보건소 연클리닉에서 사용하는 연의 

의미는 연 실천기간 동안 한모 의 흡연도 하

지 않은 상태이다[5]. 즉, 6개월 연 성공자는 6

개월 동안 한모 의 흡연도 하지 않은 등록자를 

의미한다. 이 연구는 Song 등[6]의 후속 연구로 

국 보건소의 연클리닉을 도시와 농  지역으로 

구분하여 이용자의 연 성공요인을 분석하 다. 

Song 등의 연구에서는 보건소 연클리닉의 신

규등록자와 재등록자의 특성별 연 성공요인을 

분석하 는데, 이 연구에서는 지역별 특성이 연 

성공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고자 하 다. 한, 

지역별 특성뿐만 아니라 연클리닉 등록방법도 

함께 고려하여 연 성공요인을 분석하 다. 그 

동안 보건소 연클리닉 이용자의 연성공 요인과 

련된 연구[7,8]들은 있었으나 농 과 도시의 특

성에 따라 연성공 요인이 어떻게 다른지를 

악하지는 못했다. 일반 으로 농 의 성인흡연율이 

도시 지역 보다 높은 것으로 보고[9]되고 있으며, 

국민건강‧ 양조사 결과에서도 군지역이 역시도 

보다 성인 흡연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10]. 

대상 및 방법

1. 연구 자료

  이 연구의 분석 자료는 2006년 7월 16일부터 

2007년 7월 15일까지 국 250개 보건소의 연

클리닉에 등록하여 6개월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만 

19세 이상 흡연자 262,837명이다. 국 보건소의 

연클리닉을 군 단 는 농 으로 구분하고 그 

외의 지역은 도시로 구분하 다. 

2. 분석 방법 

  1) 분석변수 

  분석변수는 연클리닉 등록카드에서 인구사회

학  특성, 서비스 이용 특성, 흡연 련 특성 등을 

선정하 다. 인구 사회  변수는 성, 연령, 의료

보장 등이다. 연령은 50세 미만, 50세 이상의 범

주로 나 었으며, 경제 상태와 련된 항목은 의

료보장 형태를 선택하여 건강보험과 의료 여로 

구분하 다. 서비스 이용 련 변수에는 서비스 

내용, 상담회수 등이 포함되었다. 서비스 내용은 

행동요법만을 사용한 경우와 행동요법과 약물요

법을 병합한 경우, 약물요법만을 사용한 경우로 

구분하 다. 행동요법은 보조제를 사용하지 않고 

총상담회수가 1회 이상인 경우, ‘행동+약물’요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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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제를 사용하면서 총상담회수가 3회 이상인 

경우, 약물요법은 보조제를 사용하면서 총상담회

수가 2회이하인 경우로 구분하여 변수변환을 실

시하 다. 총상담 회수는 1～8회, 9～15회, 16회 

이상의 범주로 구분하 으며 다변량 분석에서는 

연속변수로 처리하 다. 흡연 련 변수에는 하

루 평균 흡연량, 흡연기간, 니코틴 의존도, 음주

문제 여부, 과거 연시도 여부 등이 포함되었다. 

1일 평균 흡연양은 20개비 미만, 20개비, 20개비 

과의 범주로 구분하 고, 다변량 분석에서는 

연속변수로 처리하 다. 흡연 기간은 9년 이하, 

10～19년, 20～29년, 30～39년, 40년 이상으로 구

분하 으며, 다변량 분석에서는 연속변수로 처리

하 다. 니코틴 의존도는 거스트롬(Fagerstrom) 

척도에 따라 0～3 , 4～6 , 7～10 으로 구분하

으며, 음주문제는 있음(CAGE 2이상)과 없음

(CAGE 1이하)으로 구분하 다. 과거 연시도 

여부는 보건소 연클리닉 이용을 제외하고 연

시도 경험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구분하 다.

  2) 분석 방법

  일차 으로 도시와 농  지역의 연클리닉으로 

구분하고, 다시 지역 내소와 이동으로 구분하여 

연 성공률과 연 성공요인을 분석하 다. 독

립변수  범주형 변수는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

하 으며, 연속변수는 평균과 표 편차를 산출하

다. 분석 상에 하여 6개월 연성공 여부를 

종속변수로 하고 인구 사회  특성, 서비스 이용 

특성, 흡연 련 특성과 련된 변수들을 독립변

수로 하여 각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련성

을 분석하기 해 χ2
검정과 t검정을 하 다. 

  연 성공요인을 분석하기 해 내소와 이동 

상담에서 연성공 여부(실패 0, 성공 1)를 종속

변수로 성, 연령, 사회보장, 총 상담회수, 재등록 

회수, 하루 평균 흡연량, 흡연기간, 음주문제, 과

거 연시도 유무를 독립변수로 하여 지역별  

등록 방법별 각각에 해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한편, 서비스 내용의 경우 총 상담회

수와의 다 공선성 문제가 있어 별도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결  과

1. 대상자의 특성 

  지역별  등록 방법별로 구분하여 보건소 

연클리닉 이용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Table 1과 

같다. 인구 사회  특성에서 내소는 도시의 경우 

남자 80.7%, 여자 86.5% 으나 농 의 경우 남자 

75.1%, 여자 82.2%로 농  지역에서 이동이 높았다. 

평균 연령은 도시는 내소 48.3세, 이동 40.9세

으며, 농 은 내소 50.2세, 이동 47.1세 다. 의료

보장에서 의료 여는 도시는 내소 80.3%, 이동 

19.7% 으나 농 은 내소 78.5%, 이동 21.5% 다.  

  서비스 이용 특성에서 서비스 내용은 내소는 

도시  농  지역 모두 약물요법, 행동+약물, 행

동요법 등의 순서 고, 이동은 행동요법, 행동+약

물, 약물요법 등의 순서 다. 즉, 약물요법은 내

소에서 많았으며, 행동요법은 이동에서 많았다. 

이용자 1인당 평균 상담회수는 도시는 내소 8.7

회, 이동 9.0회 으며, 농 은 내소 8.7회, 이동 

9.0회로 내소보다 이동의 상담회수가 많았다.  

  흡연 련 특성에서 하루 평균 흡연량은 도시와 

농  지역에 차이가 없었는데, 내소 1.1갑, 이동 

0.9갑이었다. 평균 흡연기간은 도시는 내소 27.0년, 

이동 20.8년이었으며, 농 은 내소 28.8년, 이동 

26.7년이었다. 평균 니코틴 의존도는 도시는 내소 

5.0 , 이동 4.0 이었으며, 농 은 내소 5.2 , 이

동 4.6 이었다. 음주문제가 있는 경우는 도시는 

내소 84.8%, 이동 15.2%이었으며, 농 은 내소 

77.9%, 이동 22.1%이었다. 보건소 연클리닉을 

제외하고 과거 연시도 경험이 있는 경우는 도시

는 내소 84.4%, 이동 15.6%이었으며, 농 은 내소 

78.7%, 이동 21.3%이었다. 도시와 농  지역 모두 

과거 연시도 경험이 있는 흡연자가 경험이 없는 

흡연자 보다 내소하는 경향이 높았다(Table 1).

2. 6개월 금연 성공률

  1) 인구 사회적 특성별 금연 성공률

  6개월 연 성공률은 도시 46.1%, 농  45.4%로 

도시 지역이 높았다. 한편, 등록 방법별을 고려한 

연 성공률은 도시는 내소 46.0%, 이동 46.7%

으며, 농 은 내소 44.7%, 이동 47.5%로 도시와 

- 294 -



이주열, 송태민  4

농  지역 모두에서 내소보다 이동의 성공률이 

높았다.

  인구 사회  특성과 6개월 연 성공률 간의 

단변량(χ2검정, t검정) 분석을 한 결과, 부분 통

계 으로 유의한(P<0.01) 차이를 보 으나 성별

에서 농  이동, 의료보장에서 도시 이동과 농  

이동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성별 연 성공률

은 농  이동의 여자 49.7%, 농  이동의 남자

47.4%, 도시 이동의 남자 47.1%, 도시 내소의 남자 

Table 1. Characteristics of subjects                                                      Unit: %

Variables
Urban area Rural area

Visit Traveling Visit Traveling

  Demographic

& social

characteristics

Gender
Male 80.7 19.3 75.1 24.9

Female 86.5 13.5 82.2 17.8

Age(years)
<50 76.0 24.0 73.3 26.7

≥50 88.8 11.2 78.0 22.0

Social security
Health insurance 82.0 18.0 76.5 23.5

Medicaid 80.3 19.7 78.5 21.5

Services 

characteristics

Treatment

Counseling 70.7 29.3 68.9 31.1

NRT only
*

86.5 13.5 79.6 20.4

Counseling+NRT 83.1 16.9 76.6 23.4

Frequency of 

counseling

1-8 82.7 17.3 77.0 23.0

9-15 78.6 21.4 72.9 27.1

≥16 84.4 15.6 77.4 22.6

Smoking related

characteristics

Number of 

cigarettes per day

<20 73.8 26.2 68.1 31.9

20 83.0 17.0 76.7 23.3

>20  88.6 11.4 82.5 17.5

Years of smoking

≤9 62.0 38.0 57.6 42.4

10-19 76.8 23.2 75.6 24.4

20-29 82.8 17.2 80.2 19.8

30-39 88.0 12.0 80.7 19.3

≥40 89.4 10.6 75.1 24.9

Nicotine 

contents(points) 

0-3 74.2 25.8 69.1 30.9

4-6 82.2 17.8 75.9 24.1

≥7 88.1 11.9 81.0 19.0

Alcoholic problems
Yes 84.8 15.2 77.9 22.1

No 80.8 19.2 75.3 24.7

Experience of 

quitting smoking

Yes 84.4 15.6 78.7 21.3

No 79.5 20.5 74.0 26.0

* NRT means nicotine replacement therapy

46.6%, 농  내소의 남자 44.9% 등이었다. 연령

별 연 성공률은 농  이동의 50세 이상 54.7%, 

도시 이동의 50세 이상 53.9%, 도시 내소의 50세 

이상 52.8%, 농  내소의 50세 이상 46.6% 등으

로 50세 이상의 연 성공률이 높았다. 의료보장

별 연 성공률은 도시 이동의 건강보험 47.3%, 

농  이동의 건강보험 47.2%, 도시 내소의 건강

보험 46.4%, 도시 이동의 의료 여 46.1% 등으로 

건강보험의 연 성공률이 높았다(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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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6 months success rates by demographic and social characteristics                  Unit: %

Urban area Rural area

Visit Traveling Total Visit Traveling Total

Total Success rates 46.0** 46.7** 46.1 44.7* 47.5 45.4

Gender
Male 46.6 47.1 46.7 44.9 47.4 45.5

Female 39.8 41.4 40.0 42.2 49.7 43.5

Age

(years)

<50 40.4** 44.4** 41.4 37.7** 42.1** 38.9

≥50 52.8** 53.9** 52.9 51.7** 54.7** 52.4

Mean 50.4±13.9** 42.4±14.8** - 53.0±14.8** 49.8±18.5** -

Social

security

Health insurance 46.4** 47.3 46.5 45.3* 47.2 45.8

Medicaid 42.3** 46.1 43.1 42.1* 46.0 42.9
** : P< 0.001, * : P < 0.01

Table 3. 6 months success rates by services characteristics                              Unit: %

Urban area Rural area

Visit Traveling Total Visit Traveling Total

Treatment

Counseling 45.3
**

56.4
**

48.5 46.7
**

60.7
**

51.0

NRT only 0.8
**

0.7
**

0.8 1.2
**

1.3
**

1.2

Counseling+NRT 51.8
**

47.2
**

51.0 52.1
**

50.0
**

51.6

Frequency 

of

counseling

1-8 14.2** 11.3** 13.7 15.7** 15.4** 15.6

9-15 75.8** 73.6** 75.4 73.4** 73.5 73.4

≥16 87.9** 91.6** 88.5 86.1** 93.0** 87.7

Mean 12.3±4.3** 12.3±3.5** - 12.7±5.5** 12.7±5.0** -

** : P< 0.001, * : P < 0.01

2) 서비스 이용별 금연 성공률 

  서비스 이용별 연 성공률은 서비스 내용과 

상담회수에서 지역별  등록 방법별 모두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P<0.01) 차이를 보 다. 서비스 

내용별 성공률은 농  이동의 행동요법 60.7%,  

도시 이동의 행동요법 56.4%, 농  내소의 행동+

약물 52.1%, 도시 내소의 행동+약물 51.8% 등이

었다. 상담회수의 경우 지역별  등록 방법별 

모두 상담회수가 증가할수록 성공률이 높았다

(Table3). 

3) 흡연 관련 특성별 금연 성공률

  흡연 련 특성별 연 성공률은 지역별  등록 

방법별 모두 하루 흡연량, 흡연기간, 니코틴 의존도

등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P<0.01) 차이를 보 다. 

그러나 음주문제의 경우 도시의 내소에서만 차이를 

보 고, 과거 연시도 여부는 도시의 이동에서

만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하루 흡연량의 경우 도시  농  지역 모두 

흡연량이 을수록 연 성공률이 높았다. 농  

이동의 1갑 미만 52.8%, 도시 내소와 이동이 1갑 

미만 50.2%, 농  내소의 1갑 미만 49.1% 등이었다. 

흡연기간은 지역별  등록 방법별 모두 흡연기

간이 길수록 연 성공률이 높았다. 농  이동의 

40년 이상 57.9%, 도시 내소의 40년 이상 55.8%, 

농  내소의 40년 이상 55.2%, 도시 이동의 40년 

이상 54.5% 등이었다. 니코틴 의존도는 지역별 

 등록 방법별 모두 니코틴 의존도가 낮을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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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6 months success rates by smoking related characteristics                       Unit: %

Urban area Rural area

Visit Traveling Total Visit Traveling Total

Number of 

cigarettes per day

<20 50.2** 50.2** 50.2 49.1** 52.8** 50.3

20 46.1** 44.3** 45.8 44.3** 45.8** 44.6

>20  41.0** 41.3** 41.0 41.0** 39.7** 40.8

Mean 20.1±9.96** 16.5±8.9** - 21.0±10.9** 17.6±9.7** -

Years of smoking

<10 35.8** 42.7** 38.4 30.4** 42.7** 35.6

10-19 40.3** 43.6** 41.1 38.2** 40.1** 38.7

20-29 43.7** 47.6** 44.3 42.0** 45.0** 42.6

30-39 50.4** 53.5** 50.8 47.7** 49.8** 48.1

≥40 55.8** 54.5** 55.6 55.2** 57.9** 55.9

Mean 28.9±13.4** 21.9±13.5** - 31.3±14.4** 29.1±17.4** -

Nicotine 

contents(points)

0-3 52.5** 52.5** 52.5 51.9** 54.8** 52.8

4-6 45.3** 43.2** 45.0 43.9** 46.5** 44.5

7-10 40.3** 39.6** 40.2 40.2** 38.7** 39.9

Mean 4.7±2.5** 3.7±2.5** - 4.9±2.5** 4.3±2.4** -

Alcoholic problems
Yes 43.3** 46.2 43.7 45.3 50.4 46.4

No 46.3** 46.7 46.4 44.6 47.2 45.3

Experience of 

quitting smoking

Yes 46.3 48.5** 46.6 44.9 47.3 45.4

No 45.8 45.9** 45.8 44.6 47.6 45.4
** : P< 0.001, * : P < 0.01

연 성공률이 높았다. 농  이동의 0-3  54.8%, 

도시 내소와 이동의 0-3  52.5%이었다. 음주문

제는 도시 지역은 음주문제가 없는 경우의 연 

성공률이 높았으나 농  지역은 음주문제가 있는 

경우의 성공률이 높았다. 그러나 통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과거 연시도 여부는 체 으

로 연시도 경험이 있는 경우의 연 성공률이 

높았으나 농  이동의 경우는 연시도 경험이 

없는 경우의 성공률이 높았다(Table 4).

3. 금연 성공요인 분석

  1) 지역별 성공요인

  지역별 6개월 연성공 요인에 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도시의 경우 

성별, 연령, 의료보장, 총 상담회수, 재등록 회수, 

하루 평균 흡연량, 음주문제 등의 변수가 연성

공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달리 농 의 경우는 총 상담회수, 재등록 회수, 

하루 평균 흡연량, 음주문제 등의 변수가 연성

공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내

용은 도시의 경우 행동요법, 약물요법, 행동+약물이 

유의한 향을 미쳤으나 농 은 행동요법과 약물

요법이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와 

농  지역에서 공통 인 연성공 요인은 총 상

담회수, 재등록 회수, 하루 평균 흡연량, 음주문제 

등이었다.

  지역별 특성에 따른 각 변수와 연 성공률의 

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성별은 도시와 농  

모두 남자가 여자보다 성공률이 높았다. 연령은 

도시와 농  모두 50세 이상이 50세 미만 보다 

성공률이 높았다. 의료보장은 도시는 건강보험이 

높았으나 농 은 의료 여의 성공률이 높았다. 

총 상담회수는 도시와 농  모두 상담회수가 많

을수록 연 성공률이 높았다. 특히, 도시의 경우 

농 보다 총 상담회수에 따른 성공률이 더 높았다. 

재등록 회수는 도시와 농  모두 회수가 을수록 

성공률이 높았다. 하루 평균 흡연량은 도시와 농

 모두 흡연량이 을수록 성공률이 높았다. 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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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간은 도시와 농  모두 흡연기간이 길수록 

성공률이 높았다. 음주문제는 도시와 농  모두 

음주문제가 없는 경우의 연 성공률이 높았다. 

특히, 도시의 경우 농 보다 음주문제가 없는 경

우의 성공률이 높았다(Table 5).

  2) 등록 방법별 성공요인

  등록 방법별 연성공 요인은 지역별로 다소 

간 차이가 있었다. 내소의 경우 도시는 의료보장, 

총 상담회수, 재등록 회수, 하루 평균 흡연량, 흡

연기간, 음주문제 등이 연성공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농 은 총 상담회수, 재등록 

회수, 하루 평균 흡연량, 음주문제 등이 통계 으로 

유의한 향을 미쳤다. 이동의 경우 도시는 총 

상담회수, 재등록 회수, 하루 평균 흡연량, 음주

문제 등이 연성공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으나, 농 은 의료보장, 총 상담회수, 재등록 

회수 등이 통계 으로 유의한 향을 미쳤다. 

  등록 방법별로 도시와 농  지역에서 공통 인 

연성공 요인은 내소의 경우는 총 상담회수, 재

등록 회수, 하루 평균 흡연량, 음주문제 등이었으며, 

Table 5. Results of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by region 

Urban area Rural area

Gender
Male 1 1

Female 1.243 1.277

Age(years)
≥50 1 1

<50 0.854 0.766

Social security
Health insurance 1 1

Medicaid 1.351 0.809

Treatment

Counseling 1 1

NRT only 0.009 0.012

Counseling+NRT 1.104 1.021

Frequency of counseling 1.204 1.145

Frequency of re-enrollment 0.713 0.714

Number of cigarettes per day 0.986 0.984

Years of smoking 1.006 1.006

Alcoholic problems
Yes 1 1

No 1.589 1.389

Experience of quitting smoking
Yes 1 1

No 1.087 0.999

*1): Adjusted odds ratios(95% Confidence interval)

**_ : p < 0.01

이동의 경우는 총 상담회수, 재등록 회수 등이었다. 

서비스 내용은 지역별  등록 방법별로 모두 행

동요법, 약물요법, 행동+약물이 통계 으로 유의

한 향을 미쳤다(Table 6).

고  찰

  농  지역의 연 로그램 효과가 도시 지역 

보다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번 연구에서 

지역별 보건소 연클리닉의 6개월 성공률은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등록 방법을 고려해서 세

부 으로 분석하면 뚜렷한 차이를 보 다. 농  

지역의 경우 내소 심으로 연클리닉을 운 할 

경우 연 성공률이 낮을 수 있으나 이동을 활성

화하여 연클리닉에 한 근성을 높일 경우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Levshin 등은 과거 연시도 횟수, 하루 흡연량, 

니코틴 의존도, 연동기 정도가 연성공과 련

된다[11]고 보고하 다. 성공 인 연의 측인자로 

하루 흡연량이 은 사람, 습 정도가 낮은 사람, 

니코틴 의존도가 낮은 사람으로 보고[12]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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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Results of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by enrollment method

Visit Traveling

Urban Rural Urban Rural

Gender
Male 1 1 1 1

Female 1.201 1.280 1.470 0.845

Age(years)
≥50 1 1 1 1

<50 0.862 0.788 0.731 0.513

Social security
Health insurance 1 1 1 1

Medicaid 1.356 0.795 1.351 0.885

Treatment

Counseling 1 1 1 1

NRT only 0.010 0.014 0.006 0.008

Counseling+NRT 1.298 1.240 0.691 0.646

Frequency of counseling 1.192 1.140 1.402 1.195

Frequency of re-enrollment 0.720 0.718 0.679 0.734

Number of cigarettes per day 0.988 0.985 0.976 0.977

Years of smoking 1.007 1.007 0.999 0.993

Alcoholic problems
Yes 1 1 1 1

No 1.697 1.553 0.823 0.929

Experience of quitting

smoking

Yes 1 1 1 1

No 1.091 1.070 1.044 0.685

*1): Adjusted odds ratios(95% Confidence interval)

**_ : p < 0.01

이번 연구에서 연성공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지역  등록 방법에 따라 연성공 요인에 차이

가 있었다. 특히, 인구 사회  특성은 도시 지역

과 내소를 통한 등록자의 연성공에는 유의한 

향을 미쳤으나 농  지역과 이동을 통한 등록

자에는 통계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농 과 도시에서 공통 으로 연 성공

률이 높은 상은 남자, 50세 이상, 총 상담회수가 

많은 상자, 재등록 회수가 은 상자, 하루 

평균 흡연량이 은 상자, 흡연기간이 긴 상자, 

음주문제가 없는 상자 등으로 나타났다. 50세 

이상에서 성공률이 높은 것은 나이가 많을수록 

연 성공률이 높다는 기존의 연구[13-15]와 일

치하는 것이다. 나이가 많을수록 건강에 심이 

많아 연에 더 극 인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보건소를 직  내소하여 연클리닉에 등록한 경

우는 연에 한 의지가 높기 때문에 성공률이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총 상담회수가 많을수록 

연 성공률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국내의 선행 

연구결과[7,8,16]와 일치하 다. 흡연량이 을수록 

연 성공률이 높으며[17-18], 음주문제가 없는 

상자의 연 성공률이 높게 나타나 기존 연구

결과[7,8,19]와 일치 하 다. 이번 연구에서 도시

의 경우 농 보다 음주문제가 없는 경우의 성공

률이 높았다. Song 등[6]의 연구에서신규등록자

와 재등록자의 6개월 연성공에 향을 미치는 

공통 인 요인은 연령, 의료보장, 서비스 내용, 

총 상담회수, 하루 평균 흡연량, 음주문제 이었는데, 

이번 연구에서 지역별 공통 인 성공요인은 총 

상담회수, 재등록 회수, 하루 평균 흡연량, 음주

문제 다. Song 등[6]의 선행연구와 이번 연구결

과를 고려하면 흡연자의 총 상담회수, 하루 평균 

흡연량, 음주문제는 보건소 연클리닉 상담과정

에서 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연 성공요인이다.  

  이번 연구에서 지역  등록 방법에 따라 연

클리닉의 성공률과 성공요인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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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 졌는데, 이런 을 고려하여 보건소 연클

리닉 운  방법을 다양화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집단 연 로

그램이 농  지역 성인 흡연자들의 연 성공률

을 높이고 지속 으로 연을 유지시키는데 효과

인 것으로 보고[20]되어 개별 상담뿐만 아니라 

집단상담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여성이 남

성보다 연을 한 집단치료에서 더 유익을 얻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1]. 한, 연 로그램에서

는 상자의 연변화단계를 악하고 흡연습

과 연 련 특성, 니코틴 의존도, 흡연태도, 주

 규범 등의 차이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22].  

  니코틴 체요법은 비용 효과 인 연방법으로 

행동변화를 한 상담과 함께 연결되어 동시에 

사용할 때 연율을 증가시키는 요한 보조요법

이다[23]. 니코틴 보조제와 함께 상담을 짧게라도 

제공한 집단이 아무런 상담 없이 니코틴 보조제

만 제공한 집단보다 연율이 높다는 연구결과

[24]가 있다. 이런  때문에 재 연클리닉에

서는 부분의 경우 니코틴 보조제와 상담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약물요법에는 니코틴 보조제로 

패치, 껌, 사탕 등과 약물로 부 로피온을 처방한

다. 부 로피온의 경우 과거 정신과 병력이 없는

데도 정신병 증상이 나타나는 부작용 보고[25]가 

있고, 정신과 병력으로 남을 수 있다는  때문

에 제한 으로 사용되고 있다. 특히, 약물요법만

을 사용하는 경우는 극소수이고 사용자 에 

연을 성공한 경우가 많지 않아 연성공에 미친 

향이 낮은 것으로 추측된다. 연 성공률의 경

우 이동은 행동요법, 내소는 행동+약물이 가장 

높았다. 흡연의 원인이 니코틴 의존성과 련이 

있다는 사실은 이미 리 알려져 있다[26]. 그러

나 흡연 행 가 단순히 생리  니코틴 의존만으

로 설명되지 않으며 생리 , 정신  의존과 함께 

사회, 문화  향도 함께 작용한다[27]. 따라서 

체계 으로 연실천을 지원하기 해서는 행동

요법과 약물요법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흡연자

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회  지지체계를 구축하는 

노력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요  약 

  이 연구는 보건소 연클리닉의 효율  운 방

안을 모색하기 한 것으로 국 보건소의 연

클리닉을 도시와 농 지역으로 구분하여 이용자의 

연성공 요인을 분석하 다. 한, 지역별 특성

뿐만 아니라 흡연자의 보건소 연클리닉 등록 

방법에 따라 연성공 요인에 어떤 차이가 있는

지를 분석하 다. 연구 자료는 2006년 7월 16일

부터 2007년 7월 15일까지 국 250개 보건소 

연클리닉에 등록하여 6개월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만 19세 이상 흡연자 262,837명이다. 국 보건소

의 연클리닉을 군 단 는 농 으로 구분하고 

그 외의 지역은 도시로 하 다. 연구 결과를 요

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건소 연클리닉의 

6개월 성공률은 지역별로는 도시 46.1%, 농  

45.4% 으며, 등록 방법별로는 도시의 내소 46.0%, 

도시의 이동 46.7%, 농 의 내소 44.7%, 농 의 

이동 47.5% 다. 둘째, 연성공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도시는 성별, 연령, 의료보장, 총 상담회

수, 재등록 회수, 하루 평균 흡연량, 음주문제 등

이었고, 농 은 총 상담회수, 재등록 회수, 하루 

평균 흡연량, 음주문제 등이었다. 서비스 내용은 

도시는 행동요법, 약물요법, 행동+약물이 연 성

공에 유의한 향을 미쳤으나 농 은 행동요법과 

약물요법이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

째, 농 과 도시에서 공통 으로 연 성공률이 

높은 상은 남자, 50세 이상, 총 상담회수가 많

은 상자, 재등록 회수가 은 상자, 하루 평

균 흡연량이 은 상자, 흡연기간이 긴 상자, 

음주문제가 없는 상자 등이었다. 넷째, 지역별 

 등록 방법별 연성공 요인은 내소의 경우 도

시는 의료보장, 총 상담회수, 재등록 회수, 하루 

평균 흡연량, 흡연기간, 음주문제 등이었으며, 농

은 총 상담회수, 재등록 회수, 하루 평균 흡연

량, 음주문제 등이었다. 이동의 경우 도시는 총 

상담회수, 재등록 회수, 하루 평균 흡연량, 음주

문제 등이었으며, 농 은 의료보장, 총 상담회수, 

재등록 회수 등이었다. 

  이상의 연구결과에서 지역  등록 방법에 따라 

연클리닉의 성공률과 성공요인에 차이가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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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보건소 연클리닉은 

농 과 도시 지역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운 되

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등록 방법에 따라 연

지원이 달라져야 할 것이다. 그 동안 보건소 

연클리닉의 상담과정이 단일 모형으로 진행되었

다면, 향후는 지역  등록 방법을 고려한 다양

한 운  방법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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